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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硏究所 – 稀貴文獻 解題 : 舊 朝鮮總督府 警務局 抗日獨立運動關係 祕密記錄

200-71. 병합 20주년 기념에 관한 불온문서

■ 1929년 8월 29일 보고된 倂合 20주년 기념에 관한 불온문서와 1932년 2월 京城 R.S. 
협의회사건 검거에 관한 건 및 비밀결사 赤色農民會 조직계획사건 검거건 등 수록

- 倂合 20주년 기념 불온문서의 내용은 一律적으로 朝鮮의 獨立, 日本帝國主義의 撲滅, 階
級鬪爭의 直接行動 高調, 勞動者의 解放 등이다. 日本에서 移入된 것은 在日本朝鮮勞動
總同盟 東京勞組 孫秀鎭의 ‘怨恨 깊은 國恥日 8月 29日은 왔다’ ‘스트라이크와 데모로 
기념하자’ 등 한글로 된 11건과 日語로 쓴 文件 3건이 수록되어 있다. 國外에서의 輪入
은 ‘在中國朝鮮勞力靑年大衆에 檄함’, ‘在中國韓人靑年同盟 中央幹部’ 등 中國 · 滿洲 등지
에서의 격문 6건, 『民聲報』 新聞記事 2건이 수록 되어 있다.

- 京城學生 R.S. 협의회사건은 1932년 2월 보고된 것이다. 光州學生事件 이후 1931년 6
월 府內 各學校에 京城學生제네스트 協議會 名儀로 된 檄文撒布사건이 있었다. 中央高普
生 李相堯 등이 東京 ML系 金致廷 · 權泰用 · 金三奎 등과 함께 崔兌龍의 主唱下에 國體
變革 · 私有財産制 否認 · 共産社會 實現 目的의 비밀결사인 京城 R.S. 協議會를 조직하여 
活動中 구속, 송치되었다. 李平山 · 權泰用 등이 활동하며 공산당 결성을 진행중 실천에 
부친 토론의 개요는 학생문제, 反戰데이, 李忠武公 墓地문제, 萬寶山사건, 실업문제, 婦人
· 幼年 노동문제 등 다양하다. 各 운동자의 活動과 相互關係 및 會員 · 組織 일람표가 있
다(약 70명).

- 비밀결사 赤色농민회 조직계획건은 1931년 12월 8일 水原경찰서장이 검사정에게 보고
한 내용이다. 11월 23일 小作紛議가 발생한 후 水振농민조합 이면에 赤色 농민조합이 
활동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관계자를 구속하여 보고하였다. 그 내용에 犯罪事實, 赤色농
민조합의 실천투쟁, 참가사항이 기록되어 있다. 關係者는 朴勝極 외 7명이다. 赤色농민조
합의 조직 方針, 제임무사상(국제주의 보급선전), 농민 제임무 등이 수록되어 있다. 그 
후 罪狀이 명확하여 南相換 등이 送致되었다.

- 문건내용
   1. 불온문서 ① 조선독립 ② 日本제국주의 박멸 ③ 계급투쟁의 직접행동 고조 ④ 노동자

의 해방
   2. 日本에서 이입 ① 노동자 · 농민 제군(孫秀鎭) ② 국치일 2,300만 동포에게(朴哲奎) 

③ 국치일 8·29 기념하자 ④ 노동자에게 호소함 ⑤ 조선 피압박 민족에 격함
   3. 國外에서 수입 ① 中國청년동맹 간부, 조선 노력청년대중 격문 등 6건
   4. 신문기사 ①『民聲報』a. 白衣人은 죽었다. b. 옛날의 오늘
   5. 京城RS協議會사건 ① 李平山 입성경로와 활동 ② 權泰用 · 李平山 활동 ③ 학생문제, 

反戰데이 충무공 묘지문제, 萬寶山사건, 평양고무공장 부인 · 유년노동자 ④ 학생운동
에 대한 李平山의 활동 ⑤ 權泰用 활동 ⑥ 金三奎 입선과 활동 ⑦ 京城RS 조직과 활
동 ⑧ 중등 야학교 활동 ⑨ 인명록, 약 70명

   6. 비밀결사 적색농민회 조직계획사건 검거건 ① 범죄시실 a. 조직 b. 金榮相 활동 ② 적
색농민회의 실천 투쟁 ③ 관계자 일람 ④ 범죄사실 ⑤ 農俱의 임무

   7. 비밀결사 적색농민회 조직계획사건 검거건 ① 구속의견서 南相煥 외 8명 ② 범죄사실 
③ 적색농조 조직


